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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세계화된 농식품 상품사슬에 대한 대안이자 내생적 농촌발전 전략으로 우리나라 농촌 낙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식품 산업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산물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산업을 상품사슬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산업구조적 · 사회조직적 특성을 밝혀내고 공간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로 그에 

속한 재배농가와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산업의 지역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품사슬 관점에서 두 가지 연구주제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상품측면:지역특산물인소득작목전환과그의미，둘째，상품사슬측면:산업구조적특성과사회조직적특성이다.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경지역 주요 소득작목이 잎담배에서 오미자로 전환됨으로써 국가 전매 

사업으로 지역과 무관한 잎담배 상품사슬이 지역화된 오미자 상품사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지역화된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경제적 측면을 산업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경지역 내 재배농가와 식 

품가공업체간의 오미자 원료 구매 여부， 구매경로， 구매방식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문경지역 내 식품가공업 

체는 원료 오미자를 전량 지역 내에서 구매하고 있고， 그 원료 구매경로는 재배와 가공을 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지역농협 

인 산동농협， 업체 인근의 재배농가， 영농법인， 고정적인 구매처 순이며， 구매방식은 수시거래와 계약재배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장기거래방식을 주로 취하고 았다. 이어 지역화된 농식품 상품사슬의 경제적 측면을 뒷받침 

하는 사회조직을 재배부문의 사회조직과 가공부문의 사회조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행농가로 구성된 ‘황장산오미자 

작목회’ 와 친환경농가로 구성된 ‘친환경연합회’ 는 각기 오미자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협의한 오 

미자 가격이 전국 오미자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가공부문은 아직 공식적인 조직이 없어 이러한 가격결 

정 과정에 의미 있는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수통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 

역화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특산물 관련 사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산물 재배-가공의 연계보다는 지역특산물 재배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더 힘을 쏟 

으면서 지역특산물 산업의 내실화나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경의 사례는 잎담배에서 오미자로의 

소득작목 전환과 오미자 주산지로의 성장， 이후 재배-가공의 연계가 비교적 탄탄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역화 

가완전하다고판단하기에는미진한부분이 있다.문경 오미자상품사슬의 지역화가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할수 있지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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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격 결정구조에서 가공부문의 역할이 미미하다는점에서 앞으로가격 결정구조가보완되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주요어 : 문경 오미자 산업， 지역특산물， 상품사슬， 지역화 

~따aα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gri-food industries newly arising in Korea' s lagging rural 

regions as p따t of an altemative to the globalized agri-food commodity chains and a strategy to promot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gri-food industry for regional 

speciality food product using the framework of commodity chain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social organ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modity chain of Mungyeong 

Om너a Industry consisting of actors such as Omija farmers and Omija food processing companies.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themes are put forward. That is , CD the change in the major kind of crop 

from Leaf Tobacco to Om낀a in Mungyeong area, @ the characteristics of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social 

organization with its spatial implications.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 the change of the major crop from Leaf Tobacco to Om너a in Mungyeong area brings about the 

conversion of spatial characteristics in each commodity chains. In the Korean tobacco industry , Mungyeong 

area was just one of the leaf tobacco cultivated fields in Korea , Whereas the whole Mungyeong Omija 

commodity chain is being built with in Mungyeong area where Omija farmers and Omija food producers 

are gathering together. 

Second, the localization of agri-food commodity chain depends on the fact that all of the Om너a food 

producers in Mungyeong area actually purchase their core ingredient, Mungyeong Omija grown there. In 

addition the fact that locally bonded Om니a farmei’ s organizations play a leading role for setting a price on 

Omija before the harvest every year lends weight to its localization. 

Consequently ,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ecent local govemment policy to promote 

the regional speciality food products business in Korea. This study shows that the link between farming and 

food processing of agri-food industry is reinforced when it is made within the same area. 

Key Words : Mungyeong Omija Industry , Regional Speciality Food Product , Commodity Chain ,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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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업의 규모 

화 · 세계화와 식품의 산업화， 나아가 농식품 산업 

에서 소수 다국적기업으로의 집중이 심화됨에 따 

라 농식품 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식 

품산업에 속한소수의 대기업들은표준화된제품 

을 생산하는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을 양으로만 파악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농식품과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와 생태적 위기 (ecocrisis) , 주기적으 

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공포(food scare)가 바로 그 

것이다. 이에 대항해 농산물의 질을중시하면서 대 

안적인 농식품체계를 지향하는 다양한 운동들21이 

등장하고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발전문제에 대해서도 그간의 

외생적 발전전략이 농촌지역의 발전에 그다지 도 

움이 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내생적 농촌발전 

(endogenous rural development)시 전략을 추구하 

는 용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외부 자 

地理學論홉홉 제57호 (2011.3) 

본 유치를 통해 지 역발전을 도모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은 유치기업의 원료 이용이나 고용이 지역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지역주민의 고용이나 소득창 

출， 삶의 질로 대표되는 지 역발전에 그다지 도웅이 

되지 않는다는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외부자본이 

나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지역의 자체 

적인 전략에 의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지 역 내 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화된 농식품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농식품의 

질을 중시하는 움직임과 농촌지역의 발전전략에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최근 농식품 관련 연구 

패러다임의 흐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 식 

품 관련 연구 패러다임이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양 

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음식(문화)과 영양， 안전이 

라고 하는 질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양에 

서 ‘질로의 전환’ (turn to quality 혹은 quality 

tum) , ‘탈생산주의 (post -productivism)로의 전환’ 

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간 별개 

의 분야로 연구되어 온 농업과 식품산업을 농식품 

(agri-food)이라는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삼는 ‘농 

식품 관련 연구’ (agro-food studies)가 학제적으로 

1) 농업분야에서는 개별 농민의 수가 끊임없이 줄어드는 반면， 대형 농장의 산출물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농장의 
고용과 수입도 줄어들어 戰後기간에 농장의 자본집약도가 커졌다(Ward and Almås, 1997; 613). 1980년 유엔 초국적기업센터 
(United National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UNCTC)는 세계 상위 1807H 식품기 업 조사를 통해 유제품， 육류， 열대과 
일， 곡물， 열대채소 둥의 부문에서 뚜렷한 수준의 시장 집중화를 발견했다. 

2) 유기농 운동， 슬로우푸드 운동， 로컬푸드 운동， 회원 직거래 농업(comrnunity suppoπed agriculture, CSA) , 농민장터 (farmers' 
market), 직거 래(direct selling) , 지산지소(地塵地消) 운동， 도시농 운통， 지 역사회 공동텃밭(comrnunity garden) , 학교급식과 공공 
조달， 공정무역 둥이 대표적인 대안적인 농식품 체계(alternative food system)를 지함}는 운동들이다 

3)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내생적 농촌발전은 경제학에서의 내생적 성장론(endogenous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내생적 지역발전(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이란 지역발전의 추진주체와 발전의 
동인， 발전성과의 귀속 둥이 모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발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생적 지역발전은 국가를 비롯한 지역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하향식 지역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자신의 개발을스스로 주도한다. 또한 외부의 자원이나 외부로부터 
의 투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 통제 하에 있는자원을투입하는개발을통해 그 혜택을 지역에 귀속시키는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내생적 발전은 지역발전의 추진주체， 발전의 동이 둥을 외부에서 찾는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regional 
development) 개념과 구별된다._농림기술관리센터 ,200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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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 

와 행위자 사이의 관련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농식 

품 상품사슬(agri-food commodity chain)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셋째， 농촌， 특히 

낙후지역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역에서 생산되 

는 양질의 식품(qualiψ food) , 특히 지역특산물을 

둘러싼 식품 생산 및 공급 측면에서 ‘대안적 식품 

네트워크’ (altemative food network)을 모색하고， 

그와 관 련 된 ‘재 지 역 화’ (relocalization 혹은 

reregionalization) , ‘재 연결’ (reconnection) , ‘착근 

성’ ( embeddedness)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촌 낙후지역에서 

내생적 발전 전략 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특산물 

관련 농식품 산업화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화된 농식품 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지 

역화된 농식품 산업의 예를 발굴하여 상품사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상품사슬의 공간적 범위 

와 함의를 드러내고 그 과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된 농식품 산업에 대한 

대안과 농촌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주제로 지 

역특산물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산업을 상품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동F는 것이다. 소득작목의 전 

환으로 달라진 기존 작목의 상품사슬과 연구대상 

인 새로운 작목의 상품사슬의 비교하여 그러한 변 

화가 가지는 의미를 상품사슬의 행위자들과 행위， 

공간적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새로 

운 상품사슬의 근저에 형성된 산업구조적 · 사회 

조직적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그 의미를 농식품 상 

품사슬의 지 역화로 구체화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지 역 

본 연구에서는농식품상품사슬의 지역화와착근 

과정 살펴보기 위하여 농식품의 ‘질’ 을 중시하는 

지역특산물과 그것을 둘러싼 재배부문과 가공부문 

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 역특산물(regional Speciality Food Products)이 

란 낙후지역 혹은 주변부지역에서 대개 다수의 소 

농에 의해 주산지4)를 이루며 재배되고 소규모 업 

체 (small scale enterprises)에 의 해 가공되 어 (Ilbery 

and Kneafsey, 1999; Maye and Ilbery, 2006) 특수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된 차별화된 농식품을 

말한다. 지역특산물은 원산지， 건강， 전통의 측면 

에서 결정 된 가치 , 즉 ‘질’ 5) (quality)을 창출한다 

(Bessiere , 1998; Ilbery and Kneafsey , 1998; 

Marsden, 1998; Nygard and Storstad, 1998). 

상품의 생산활동에서 소비활동까지의 일련의 과 

정에서 상품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연계를 상품사 

슬이라고 한다면， 농식품 상품사슬(agri-food 

4) 일반적으로 주산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펼요하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산지라기보다는 단순한 산 
지 또는 특산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산지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 그 
지역 생산농가 대부분이 해당 농산물을 기간생산부문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 그 지역의 총생산량은 판매시장에서 명품으로 인 
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해당농산물의 생산및 유통단계에서 기술적 조직체가존재해야한다는것이다. 

5)농식품에서 ‘질’ (qualiη)이란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다(Bowbrick ， 1992). 질은 여러 가:A] 이유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이 
를 해석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Marsden and Arce, 1995). 특히 지역특산물(regional 
specialty food products)이 내포하고 있는 질이란 주로 원산지(authenticity of geographical origin) , 건강(health) ， 전통(tradition)의 
측면에서 가치가 결정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특정한 장소 혹은 지 역과의 연계를 통해 농식품의 질이 의미를 갖게 된다(Ilberγ 
and Kneafsey, 1998; Marsden, 1998). 특히 Ilbery and Kneafsey(2000)는 ‘농식품의 질을 정 립’ (conceptualising [i∞d quality)함으 
로써 지역특산물이 질을 창출해나가고 획득핸 과정상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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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대상 

commodiπ chain)이란 농식품이 소비자에 도달하 

기까지 재배-가공-유통 과정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연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농 

식품 상품사슬을 그에 속하는 산업6)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크게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이와 관련 

된 직간접적 행위자들의 연계를 의미한다고 하겠 

다. 농업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식품 

산업(food industπ)의 경우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서 아직 연구자들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상태 

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산업의 범 

위 에는 식품가공업 (food processing industry) , 식 

품유통업 (food marketing industry) 및 외 식 업 

(food seπice industry) 등이 포함되고 있다(이동 

필 외 ,2001; 황수철 외 ,2005). 

地理學論훌 제57호 (201 1. 3)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문경지역’ 은 경상북도 

문경시로 1995년 기존의 문경군과 점촌시가 합쳐 

져 행정구역 명칭이 문경시로 변경되었다. 문경시 

는 우리나라 1637~ 시 · 군 기초생활권 유형깨) 중 

‘도농연계형’ , 여건 불리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 대상지역”상 ‘일반농산어촌지역’ 및 ‘성장촉 

진지 역’ 에 속하는 낙후지 역10)의 하나이다. 

1993년부터 오미자 재배가 시작된 문경시는 현 

재 우리나라 오미자의 제1주산지로， 지역에서 재 

배된 오미자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가공업체가 나 

타나고 있다. 현재 700호가 넘는 재배농가들이 지 

역에 기반한 작목반을 구성하여 오미자 재배기술 

의 표준화와오미자가격결정의 한축을담당하고 

있으며， 문경시의 보조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과 같 

은 인센티브와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총 44개 

의 가공업체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립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재배농가와 가공 

업체 간에 연계가 구축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경 

오미자가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9호로 등록되었 

다는 사실과 문경지역 내 재배농가와 가공업체가 

문경 오미자 공동브랜드인 ‘레디엠(rediM)’ 을 적 

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경 오미자 산 

6) I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는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8항에서는 식품산업을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 
고있다. 

7)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권 시 · 군에 
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자율계획으로 2010년도에 최초로 수립되었다'_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10 ， p, 372 , 

8) 기초생활권은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규모， 지역경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 도시형， æ 도농연계형，(i) 농산어촌형으로 구분된 
다'_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10, p, 12 , 

9) 기초생활권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의 대상지역은 @ 특수상황지역(행정안전부)， æ 일반농산어 
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 (i)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해양부)，@ 성장촉진지역색토해양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_한국지 
방행정연구원， 2010 ， pp.14-15 

10) 문경시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둥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도입된 ‘개발촉진지구제도’ 상에 ‘낙후지역형’ 으로 지정된 곳이다. 낙후지역형은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 
할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지표중 1개 이상과사업체 총종사자비율，도로율，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중 1개 이상이 전국 
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 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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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의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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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지역도 

업의 현재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고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경 오미자 재배농가와 가공업 

체가 상품사슬 관점에서 지역 내에서 연계되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와 그 이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조직을 ‘지역화’ 라는 개념을 통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잎담배에서 오미자로의 

소득작목 전환으로 문경지역 주요 농식품 상품사 

슬을 구성하는 행위자와 상품사슬의 영역성 

(te띠ton띠ity)에 생긴 변화를 ‘지역화’ 로 포착하고 

그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 )과 같이， 농식품 특히 지 

역특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재배엽(농업)과 식 

품가공업(식품산업)올 아우르는 농식품 산업올 주 

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농식품 산업 이면에 놓여 있 

는경제적 · 사회적 ·공간적의미를밝히.파한다. 

본 연구는 조사과정에서 관련문헌 및 통계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문경 오미자 가공업체， 문경시 ，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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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지역 조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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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농업기술센터 , 산동농협 , 재배농가， 문경 오 

미자 전문음식점 , 문경 오미자 체험촌， 문경시유통 

사업단을 대상으로 심충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특 

히 문경 오미자 가공업체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 

여연구를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가공업체의 지역 밀착정도， 기업 활 

동으로 오미자 구매와 가공기술， 문경 오미자 공동 

브랜드 ‘레디엠’ 의 사용에 대해 문의함으로써， 업 

체들의 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수 

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경지역 오미자 가공업체 

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하였다. 

2. 문헌 연구 

1)상품사슬연구동향 

지난 20여 년간 상품사슬에 관한 연구는 상품 생 

산을 둘러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지리학에서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사회적 · 공간적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있 

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상품사슬 논의 

를 인식하고 있다(Maye and Ilbery, 2006). 

상품사슬(commodity chain)이란 상품을 둘러싼 

생산체계 내의 일련의 과정으로， 원료인 상품을 생 

산 · 가공하여 소비자에 이르게 되는 공급사슬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사슬에서 ‘상품’ 

地理學論홉홉 제57호 (2011.3) 

(commodity)이란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볼수있는매개체로서의 의미를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사슬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경제 

체제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상품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그들의 행위， 상품사 

슬의 조정 · 통제기제인 거버넌스와 제도적 틀， 상 

품사슬의 공간적 구조11)를 분석하고 있다. 

상품사슬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인 상품에 따라 

크게 2차 산업 위주의 제조업 상품사슬과 1차 산업 

위주의 농식품 상품사슬로 대별된다. 농식품 상품 

사슬 연구는 전체 상품사슬 연구에서 독자적인 영 

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의 흐름도 제조업 상품 

사슬과 차별화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품사슬 논 

의의 전반적인흐름을살펴보고， 이어서 농식품상 

품사슬 연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하겠다. 

(1 ) 상품사슬 논의의 계보 

상 품 사 슬 (commodity chain) 이 란 용 어 는 

Wallerstein이 1974년(The Modem World System) 

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세계화과정에서 자본주의 

의 영토적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개엽으로 발전하 

였다(Hopkins and Wallerstεin ， 1986, 1994). 여기 

서 상품사슬이란 “최종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 

동과 생산과정의 네트워크”를 의미 (Hopkins and 

Wallerstein, 1986:159)하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러한 상품사슬을 조직하는 힘이자 구조적 실재 

라고 하였다. 나아가 상품사슬에 관한 연구란 상품 

11) 상품사슬의 공간적 구조를 문헌에서는 영역성(territoriality )이라고 한다. 상품사슬에서 영역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CD 교 
통 · 통신과 기술공정의 발달 정도에 힘입어 일반적으로 글로벌 상품사슬의 지리적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다.~ 글로벌 상품사 
슬의 지리적 현상은더 통적이고급속한변화에 의존하고 있다.G)상품사슬에 대한지리학의 이해는특별한장소나국가에서 각 
단계가 입지하는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 글로벌 상품사슬은 또한 장소 간 경쟁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글로벌 상품사슬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0) 경제활동의 지리적 클러스터 링에 관한 논의로서 
글로별상품시슬의 지리적 광범위성과복잡성에관한이들의 아이디어를결합하는것이 필요하다._Coe et al., 2007,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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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기술하고， 세계경제 

의 주기적 순환에 따라 특정한 핵심 생산과정의 변 

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opkins 

and Wallerstein, 1994) , 

상품사슬 연구로서 세계체제론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사슬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핵심 

부-(반주변부)-주변부’ 라는 지리적 · 위계적인 분 

업구조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되는 과 

정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상품사슬 분석은 자본 

주의 세계경제에서 일어나는 보상의 불균등한 배 

분을 밝히끄} 한다. 셋째 , 상품λ}슬의 공간적 싸 

회적 배치는 세계경제의 경기순환-주기적인 파동 

과 장기적인 추세-과 관련된다. 

한편 1990년대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관심을 가 

진 또 다른 일군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세계체제론 

연구를 이어나갔다， Gereffi와 그의 동료들은 조직 

사회i 과 비교발전론을 기반으로 글로벌 상품사 

슬(global commodity chains)이라고 하는 학문 패 

러다임을 만들어냈다(Gere퍼 and Korzeniewicz , 

1994; Raikes et al" 2000), 글로벌 상품사슬은 시장 

과 자원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세 

계경제의 공간적 불균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오늘 

날 상품 생산은 각 국가들이 비용우위를 가진 분야 

에 특화하게 됨으로써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진 

다고 보았다(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이 

들의 주요 연구대상은 제조업 상품사슬의 거버넌 

스로， 이를 생산자 주도 상품사슬(producer -driven 

chains)과 구매자 주도 상품사슬(buyer-driven 

chains)로 구분(Gereffi and Korzeniewicz, 1994)하 
였다12) 

이러한 글로벌 상품사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거래비용경제학，조직경제학，공급사슬관리 

13)(supply chain management)(Laseter and 

Oliver, 2003) , Porter의 가치사슬론니)의 영향을 받 

은 글로벌 가치사슬론(global value chains)이 등 

장했다， Gere퍼 et al, (2005)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기업 간 연계의 본질과 내용， 특히 가치사슬 

을 조정하는 지배력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은 글 

로별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유형을 명시적 조정의 

정도(degree of explicit coordination)와 힘의 불 

균형 정도(degree of power asymmetry)라는 기준 

으로 거래의 복잡성， 거래의 형식화 정도， 공급자 

의 능력에 따라구분ló)함으로써，특정한산업의 동 

태적 측면 내지는 구매자 주도 사슬 내부에 존재 

12) 여러 학자들ò] 이러한 분류체계를 다양한 비제조업 상품사슬에 적용시켜보기도 하고(Clancy ， 1998; Raikes and Gibbon, 2000; 
Raikes, ]ensen and Ponte, 2000; Gellert, 2003; Talbot, 2009), 제3의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Gibbon ， 2001a, 2001b), 기존 
분류체계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연구로는 상품사슬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특정을 밝혀내지 못한 
다는 비판(Talbot ， 2(09)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품사슬 거버넌스의 특정은 상품 그 자체의 속성， 국가나 비 정부기구 둥 거버넌 

스를 둘러싼간접적인 행위자들， 거버넌스를둘러싼규칙 · 관습의 규제 정도(Gibbon ， 2001)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3) 공급사슬관리，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란 1980년대 동장한 재고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즉 제품， 정보， 
재정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소비자로 이통함에 따라 그 진행과정상에 발생하는 상충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공급시슬을 하 

나의 실체로 보고 부품조달에서 생산계획 , 납품，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POπer(l985)는 기업이 자신의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가치가 돌아가게끔 기업조직의 내부기능들을 서 
로 잘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조직 내부의 행위자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Porter는 전후방으로 연결되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사슬의 가치단계별로 가치를 중가시키는 것을 가치사 
슬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치사슬이란 부가가치의 창출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 기능 · 프로세스의 연계 
를의미한다. 

15) 글로벌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유형을 CD market, ~ modular, Q) relational ,@ captive, G) hierarchy의 다섯 가지로 구분(Gereffi et 
al.， 2005:8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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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변이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하 

였다. 

이러한 상품사슬의 전통을 잇는 연구로 최근 지 

리학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론(global 

production networks) 이 등장하였다. 이용숙 

(2006)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개념은 

경제학자인 Erns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논의되었다(Ernst et al., 2001). 이들은 기존 논의 

들이 지역의 주요대기업들의 역할만을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 대기업들과 그와 

연계된 부품업체 및 관련업체들의 네트워크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개념 

을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경제지리학자인 

Dicken과그의 동료들로구성된 ‘맨체스터 학파’ 

(Manchester School) 에 의해 발전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상품사슬， 특히 Gereffi의 연구 

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Czaban and 

Henderson , 1998; Dicken et al. , 200 1; 

Henderson et al., 2002). 즉 글로벌 상품사슬 논 

의에서 상품사슬의 공간적 차원이 무시되고 있음 

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글로별 경제 공간을 연구 

하는 관계적이고 특히나 지리적인 접근방법 (Hess 

and Yeung, 2006:1196-1197)이라고 요약하고 있 

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 

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다규모적 (multi-

地理學論養 제57호 (2011.3) 

scalarr이이고 다입지적인(multi-locational) 경제활 

동이 특정 장소나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그 결과 세계화 과정에서 어떤 지역 

이 성장하고 쇠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역경 

제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논의들이 기존 

의 글로벌 상품사슬 논의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방법론적 

인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지적이 많다(Bair ， 2008). 

(2) 농식품 상품사슬 논의의 계보 
농식품 상품사슬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프랑 

스 국립 농학연구소(l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 1애A)와 농업 연구센터 

(Centre de Coopεrati(m 1nternationale en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앙veloppement ， 

C1뻐D)에 속한 일단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수순분 

석 (filière approach)을 그 시초로 본다. 수순분석은 

프랑스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농 

업과 식품산업이 기존 식민지 경제의 영향으로 여 

전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품 중심적 

( commodity-centered)인 특정을 보인다는 점 에 착 

안하여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발전한 분석틀이다 

(Raikes , ]ensen and Ponte, 200이. 따라서 수순분 

석은 국내 스케일， 또는 보다 작은 지역규모를 다 

16) 다규모적’ (multi-scalar)이라는 의미는 국지적(local) 차원， 지역적 (regional) 차원， 국가적 (national) 차원， 세계적(global) 차원 등 
여러 지리적 규모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하거나 발생한다는 것을 뭇한다._이용숙， 2006 ， p.233 

17) 프랑스어로 ili ?re는 순서 , 절차， 단계， 경로를 뜻하며 경제용어로 쓰일 때는 ‘관련산업’ 을 뭇한다. 본 연구에서 이를 ‘수순’ 이라 
고 한 것은 한주성(2009)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주성(2009:733)에 따르면 ‘수순’ 이란 최종수요자의 만족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주체들의 집합으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농산물 판매과정을 생산 및 분배 시스 
템 내부의 경제적 과정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1970년대 프랑스 경제학자가 고안한 개념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원 
료로부터 완성재에 이르기까지 제조， 수송， 저장 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형성의 과정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었 
으며， 역통적인생산체계를상품사슬로이해하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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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 수순(fùiξre)17l은 상품의 유통지도를 작 

성하고 수순 참여주체들의 활동을 계충적인 관계 

로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통합(비통합)의 역동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한주성， 2009). 

농식품 연구 분야에 상품사슬이 본격적으로 도 

입된 것은 1980년대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 

법이 제시되면서부터라고할수 있다.1980년대 다 

시 주목을 받은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신정치 

경제학’ 이라고 하는데 그중 농식품 상품사슬에 영 

향을 미친 이론으로 세계체제론과 상품 시스댐 분 

석을 들 수 있다Qackson et al., 2어6). 세계체제론 

은 이미 위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상품 

시스댐 분석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뻐 상품 시스 

댐 분석 (commodity systems analysis)이란 1980년 

대 농업과 식품산업 부문에 닥친 세계적인 위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채택된 분석방법으로， 식품(food 

commodity)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작물 재배 

과정뿐만 아니라 작물이 식품으로 가공되고 유통 

되어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기존 

의 접근법과 달리 각각의 산업부문-농업， 식품가공 

업， 식품유통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업기술 변화로 인한 재배조직의 변화와 식품사 

슬에서 생산과 소비 간의 관계가 갖는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Friedland et al., 1981 , Friedland, 

1984). 

1990년대 이후 농식품 연구 분야에 영향을 끼친 

이론은 크게 식품 공급 시스댐과 대안적 농식품 네 

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식품 공급 시스댐 

(systems of food provision)(Fine and Leopold, 
1993; Fine, 2002)은 이론의 전개 에 있어 상품 시스 

햄 분석의 전형적인 형태인 ‘생산주의 함정’ 

(productivist pi바all)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작물의 재 

배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관계에 대해 좀 더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 

하여 특정한 상품을 둘러싼 소비-생산 관계의 특수 

성을 고려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상품은 특정한 생 

산 패턴과 소비 패턴을 결합시키는 공급 시스댐 혹 

은 사슬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alternative 

food networks)는 그간 세계화된 산업적 식품체계 

에 의해 물리적 · 사회관계적 거리상 분리되어있 

는 식품체계에 대한 대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 

이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Venn et 

al., 2006:248). 연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인 상품사슬에 대한 이론화 및 사례연구에 집중하 

고 있으며，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가 생산자와 소 

비자， 식품 사이에 더욱 진정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식품을 ‘재사회화’ 하고 ‘재공간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rce and Marsden , 1993; 

Goodman and Watts, 1997; Marsden et al., 2000; 

Renting et al., 2003; Winter, 2003a; Goodman , 

2004). 그들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질’ 이란 것이 

기존의 대량생산 및 공급체계에 기인하는 것01 아 

니라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대안적인 식품 공급 

체계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18) 세계체제론과상품시스템분석，두이론은모두서로다른행위자와행위를연결한다고하는상품사슬개념을내포하고있으나， 
이론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개념적 배경이나 연구대상， 나아가 방법론까지 서로상이한 전통을갖고 있고， 실제로도각각의 대표적 
인 학자인 Wallerstein과 Friedland가 공히 자신의 연구에서 상대방을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Jackson et al., 2006:131) 서로 별개 
의이론이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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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식품 공급체계 비교 

-근대 

-제조되거나가공된것 

-대량(대규모)생산 

- 긴 식품공급망 
- 비용의 외부화 

-합리화된 것 

-표준화된것 

-집약적 

-단작 

-식품의 동질화 

-대형마트 

-농화학물질 

-재생불가능한에너지 

-패스트푸드 

-양 

- (지 역， 사회관계와) 무관한(disembeddedl 

출처 : Ilbery and Maye, 2005a, p.824 

〈표 2-1) 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대안적 농식품 

상품사슬은 기존의 농식품 상품사슬에 비해 상품 

인 농식품의 ‘질’ 을 중시하고， 상품사슬의 길이가 

짧으며 지역에 착근되어 있다는 공통된 특정 19)을 

가지고있다. 

2)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역화와 관련된 논의 

농산물은 향료와 같은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 

-탈근대 

-자연적이고신선한것 

- 장인 또는 수공(소규모) 생산 

-짧은식품공급망 

-비용의 내부화 

- 전통적인 것 
-다양한것 

-조방적 

-생물다양성 

- 지역적인 미각 

-지역 시장 

- 유기농， 지속가능한 농업 
-재생 가능한에너지 

-슬로푸드 

-질 

- (지역， 사회관계에) 착근된(embedded) 

는 역사적으로 재배지역 혹은 생산지역 근처에서 

소비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쳐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주의적인 농업과 세계화 

된 식품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어 재배 · 생산지 

역과의 관계가 희박해진 ‘탈장소적인 식품’ (dis

placed foods)(Cook and Crang, 1996) , ‘무장소적 

인 식품경관’ (placeless foodscape)(Ilbery et al. , 

2000)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집약적인 농업으 

19)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들이 내리고 있다(Venn et al. 2006: 251-252). Collet and 
Monnont(2003)는 “사회적， 지리적 관계 속에 착근되어 있는 것”으로， Holloway and Kneafsey(2004)는 “근접성이나 연결성의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윤리적 틀과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대안”으로， Marsden et al. (2000)은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보다는 
단축된 식품 공급 사슬(Short Food Supply Chains)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 이는 “소비자 간에 상이한 관계를 배양할 수 있는 능 
력으로서， 소비자들이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식품을 재사회화하고 재공간화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Murdαh et al. (2000)은 “지역 생태(사회적， 생태적)에 배태되어 있는 고품질 식품생산체계”로， Ren뺑 et al. (2003)은 “유기농， 
고품질 식품 생산， 직거래 전략을 지원하는 새로운 식품 공급망”으로， Sage(2003)는 “영역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생산체계로 
Stassart and Whatmore(2003)는 “농민， 소비자， 동물 간의 관계의 재편성” 으로， Wiskerke(2003)는 “생산주의 에서 고품질 생산으 
로의 전환을 대표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Mo핑an et al. (2006:187)은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가 “대량 상품생산 논 
리에 대항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를 재분배하는 식품 시장” 이며，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를 재구축하며， 새로운 형 
태의 정치적 결사체와시장거버넌스를표출한다고핵심적인속성을뽑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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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의 지역화 

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비용이 급증하고， 농 

업 및 식품부문이 산업화되면서 재배자간 혹은 재 

배자와 농식품 기 업간 나아가 지 역간 분배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사회과학 전반 

에 문화이론의 도입 이 본격화되고 자본주의 에서 

문화와 소비，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담론 연 

구가 활발해지면서 농식품 연구에 커다란 변화20) 

가 나타나고 있다(Morris and Evans, 2004). 무엇 

보다도 실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포드주 

의적 대량생산 · 대량소비체제로부터 점차 시장의 

다양화와 질을 중시하는 포스트포드주의적 체제 

로 넘어가는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농식품 연구에 

서도 양의 관점에서 벗어나 질의 관점21)으로 전환 

되고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대량생산 위주의 세 

계화된 식품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으로， ‘양에서 

질로의 전환’ 과 지역식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농식품 지리학이 

등장(Murdoch et al., 2000; Marsden et al., 2002; 

Goodman, 2004; Ilberγ et al., 2005)하고 있다. 관 

련 연구들은 세계화된 상품사슬에 의해 재배 · 가 

공되는 농식품보다 지역화된 상품사슬을 따라 공 

급되는 농식품의 질이 더 높다는 가정(Nygård and 

Storstad, 1998) 하에 지 역식품 혹은 지 역특산물의 

생산을 통한 농촌발전을 논의하고 있으며(Ilbery 

and Kneafsey , 2000; Parrott et al. , 2002 , 

Whatrnore et al., 2003) , 농촌낙후지 역의 발전전략 

으로 고품질 식품 시장을 제안하는 정책 연구도 병 

행 되고 있다(Ventura and van der Meulen, 1994; 

Gilg and Battershill, 1998; Ilbery and Kneafsey, 
1998, 1999).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역화깅)건)란 농식품 상품사 

슬의 생산 및 공급체계가 지역 내에 형성되는 것 

(Watts et al., 2005; Maye and Ilbery, 2006)을 말한 

다. 이때 지역화되는 농식품이란 지역과 결부된 질 

좋은 식품(qualiηfood)으로 지역특산물을 의미한 

다(Kneafsey， 201이.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 역화가 내포하고 있는 속 

성에 관해 여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성 

(localness, locality) , 품질(qualiη) ， 신뢰 (trust) , 투 

명 성 (transparency)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 

들고 있다(Kloppenburg et al., 2000; Ilbery and 

Maye, 2005a , 2005b; Watts et al. , 2005; Morgan et 

al., 2006; Sonnino and Marsden , 2006; Venn et 

al., 2006).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계량화하는 작업 

의 일환으로 Hein et al. (2006)은 영국의 잉글랜드 

와 혜일스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식품활동의 분포 

20) 이러한 경향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문화’ 의 역할을 재성찰하는 계기가 된 한편， 정치경제학적 연구 틀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만 초점을 맞추었던 농식품 경제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착근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으며， 특히 ‘실재’ 의 구성에 있어 
서 언어와권력，지식 간의 긴밀한관계에 연구의 초점을맞추고 있다. 

21) 이러한 움직임을 ‘질로의 전환’ (the quality tum 혹은 tum to quality)(Murdoch et al" 2000; Morris and Evans, 2004; Winter, 
2oo3a; Goodman, 2003) , ‘탈생산주의’ (post -productivism)로의 전환(Evans et al. , 200이 또는 ‘소비로의 전환’ ( consumption 
tum)으로 표현하고 었다(G∞dman ， 1999,2002). 

22) 본 논문에서 정의한 농식품 공급체계의 ‘지역화’ 는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재지역화’ (re-localization, re-regionaliztion) 혹은 재 
연결(reconnection)이라는 용어를 대치한 것이다. 이는 식품공급체계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 식품의 생산 및 공급이 
특정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즉 ‘세계화:지역화’ 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참고로 재지 
역화라는 용어는 탈지 역화와 대웅하는 용어( ‘탈지 역화:재지 역화’ )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초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23) Goodman and DuPuis(2oo2)는 소비 에 초점을 맞춘 식품 연구들이 식품의 생산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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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도화한 연구에서 재지 역화의 여섯 가지 지표 

김)를제시하였다. 

한편 농식품 상품사슬 지역화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특산물이 기 

존의 제품들과 차별화됨에 따라 틈새시장(niche 

market) 혹은 틈새공간(niche spaces)이 형성되고 

있으며(Maye and Ilbery, 2006) , 지역화된 농식품 

상품사슬이 지역 외부의 행위자들과 연결됨으로 

써 지역 내부와외부행위자들간에 경쟁적이고경 

합적이며 중첩적인 관계가 나타나 혼종적인 

(hybrid) 성격”을 보이고 있다(Ilbery and Maye , 

2005a; Sonnino and Marsden, 2006)는 것이다. 

나아가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 역화에 관한 연구 

에서는 이러한 지역화를 공간적으로 사고하면서 

농촌의 지 역발전과 결부시키고 있다. 즉 농식품 상 

품사슬의 지 역화가 농촌 낙후지 역에서 새로운 대 

안적 인 공간(altemative space)을 창출시 키 면서 대 

안적인 형태의 농촌지역발전과 연결될수 있다는 

것이다， (Marsden et al. 1999; Renting et al. 2003; 

Marsden and Smith, 2005; Marsden and Sonnino, 
2005; Sonnino and Marsden, 2006; Tregear et al. 

2007) , Winter(2003b)도 2001년 유럽 에서 구제 역 

이 발생한후지역 거버넌스체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정부가 농식 

품산업을 농업-식품-정치를 ‘다시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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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nection)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요약하면， 세계화된 농식품 공급체제에 대한 대 

안으로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 역화라고 하는 농식 

품산업의 구조재편 현상이 포착되어(Ilbery and 

Maye, 2005a , 2005b, 2006) , 이론적으로 내생적이 

고 영 역화된 모델(Goodman ， 2004:6)이 등장하게 

된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많지만 이러 

한 새로운 농식품 상품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졌으 

며 그 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 

가 부족하다는 지적 (Morris and Buller, 2003)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역화 

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실증 

적인 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3. 문경 오미자 산업의 태동과 성장 

오미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오미 

자나무과(Schisandra chinensis)의 여 러해살이 덩 

굴성 낙엽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 지리 

산 등에 자생”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볼 때 문경 

오미자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 문경시 통로면 일대에서 채취된오미자가조 

24) Hein et al , (2006:292)이 제시한 재지역화 지표는 다음과 같다. 특정 지역 내에서 @ 로컬푸드 생산자 및 판매자의 수가 얼마나 되 
는지Oocal food directories) , ~ 로컬푸드 생산자 명부가 발간되고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는지Oocal food producers advertising in 
local food directories) , G) 친환경재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식기관의 인증을 받은 재배자가 얼마나 되는지(organic 
farrners and growers licensed with the Soil Association) , @ 공식협회에 등록된 식품을 파는 상점이 얼마나 되는지(farrn shops 
selling food items registered with the Farrn Retail Association) , (2) 지 역에 기반을 둔 비공식적 인 판매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지(Women'’ s Institute cooperative markets) , @ 개설된 농민장터의 수(farrner' s markets) 

25) 농식품 상품시슬의 지역화에서 흔종성(hybridiπ)이란 세계화된 농식품 상품사슬과 지역화된 농식품 상품사슬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것이 아니라수많은관련 행위자들이 양쪽을오가는네트워크로얽혀져 있다는것을의미한다. 

26) 오미자 자생지의 주요 환경특성은 해발고 500-700m의 준고냉지 계곡이나 산중으로 습도가 높고 배수가 용이한 지역이다. 

-55-



농식품산업의 지역화 

〈표 3-1) 우리나라 오미자 수급 현황(1998"'2006년) 

1998년 30.0 194.3 224_3 141. 0 365.3 365.3 8.2 53.2 38.6 

1999년 79_0 63.04 709.4 132.0 841. 4 841.4 9.4 74.9 15.7 

2000년 122.2 305.0 427_2 156_0 583.2 583.2 21.0 52.3 26.7 

2001년 11.5 1,004.3 1,015.8 223.3 1,239 .1 1,239 .1 0.9 81.1 18_0 

2002년 30.0 500.2 530.2 288.8 819.0 819.0 3_7 61.1 35.3 

2003년 48.9 596.2 645 .1 541. 5 1,186.6 1,186.6 4.1 50.2 45.6 

2004년 16.7 577.5 594.2 1,208.6 1,802.8 1,802.8 0.9 32.0 670 

2005년 27.7 453.7 481. 4 1,841. 0 2,322.4 2,322.4 1. 2 19_5 79_3 

2006년 43.8 395.5 439.3 2,803.0 3,242.3 3_242_3 1.4 12.2 86_5 

주 : 그 해 오미자 공급량이 모두 소비되었다는 가정하에， <공급량 = 수요량〉이라고 계산함.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r특용작물생산실적J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각년도 r의약품수출입통겨L ， 식품의약품안전청， 각년 

도 r수입식품등검사연보」 

선시대 각종 역사지리서m 등에 지역특산물로 수 

록되어 있다. 즉 중고냉지 산간지역인 문경지역이 

오미자 생육에 적합한 토질이나 기후 · 일조량 · 

강수량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1993년 문경지역 

에서 그간 약용작물로 채취되는데 그쳤던 야생 오 

미자가 이식재배에 성공하게 되면서 오미자 재배 

로 작목 전환을 시작한 농가들과 문경시농업기술 

센터가 오미자 재배기술을 공동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10여 년간 문경지역에서 재배된 오미자는 주 

로 한약재 용도로 지 역 약재상을 거쳐 대구 약령시 

나 서울 경통시장으혹 유통되었다. 그러나 2003년 

말 우연한 기회에 오미자의 식품가공 가능성이 발 

견되고， 2005년부터 오미자가 정부의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이 되면서 지역적 노력이 

경주되는 가운데 문경지역 내 오미자 식품가공업 

체의 수와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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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이외에도 화장품， 도자업， 신약 개발， 전문음 

식점 등다양한 영역에서 오미자가공이 이루어지 

고있다. 

1) 문경 오미자산업의 태동기 

문경에서 오미자 재배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는 오미자 재배농가와 재배면 

적이 확대되면서 문경지역이 우리나라 오미자의 

주산지가 되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재배농가 

들은 초창기부터 작목반을 구성하였고， 농업기술 

센터와 재배농민들 간의 협력으로 오미자 재배기 

술의 표준화가 시도되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오미자 시장의 전체 수급 상황 

을 〈표 3-1)를 통해 살펴보면， 오미자 수요량은 

1998년의 365톤에서 2006년 3 ，242톤으로 크게 늘어 

났고(8.9배) , 이러한 수요량을 뒷받침한 공급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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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도별 문경지역 오미자 재배 추이 

1996년 5 20 

1997년 10 4 40 

1998년 53 16 2 30 38 

1999년 86 31 12 4 36 140 5 

2000년 139 51 114 6 37 820 4 

2001년 174 68 220 10 39 1,264 6 

2002년 215 97 270 15 45 1,256 7 

2003년 238 122 350 19 51 1,471 8 

2004년 270 152 390 25 56 L444 9 

2005년 325 178 600 40 55 L846 12 

2006년 402 254 1,200 80 63 2_985 20 

2007년 498 382 1.300 90 77 2,610 18 

2008년 673 512 1,500 130 76 2,229 19 

2009년 709 545 2,500 150 77 3,526 21 

2010년 755 550 3,500 73 4,636 

주1 매년 1월에 전년도실적을조사한자료임. 빈칸은집계 누락. 
주2: 2004년부터 문경은 무주를 제치고 오미자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 
자료·문경시농업기술센터 

수입과 국내 생산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오미자 수 

입 이 1998년 224톤에서 2ω6년 439톤으로 2배 정도 

늘어난 반면， 동 기간 국내 생산량이 141톤에서 

2 ，800톤으로 20배 정도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문경 오미자 산업의 성장기 

2005년 운경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식품가 

공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배농가의 안정적 

인 판로를 위해 가공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오미자 식품가공업체가 집 

중적으로등장하였다. 

이는 2003년경 재배농가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과잉공급 우려가 커졌을 때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에서 오미자의 식품가공 7}능성이 우연히 발견된 

것을 계기로갱)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2004년 말부 

28) 이에 관해 한겨레신문 2010년 5월 4일자 기사 “경북 문경 오미자산업” 에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으며 
(http://www.hani.co.kr/a떼economy/heri_review/419188.html) ， 2010년 7월 2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 본인에 
게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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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 ’ 이동옐 외. 2008. p.92의 그립올 수정 · 보완 

대형 
25% 제조업체 

L一
25% 

일반 
소비자 

」

〈그림 3-1) 문경지역 오미자 유통 구조(2008년 추정) 

터 본격적인 가공기술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2005년부터 시 차원의 가공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3월 1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사과계’ 와 

‘오미자계’ 를 신설- 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오미 

자라는 상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배후에는 문경시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관계자들이 2006년 당시 문 

경시 소득작목 순위로 17위였던 오미자를 문경지 

역의 미래 소득작목으로 판단ι하였기 때운이다. 

2010년 현재 오미자는 문경시 소득작목 순위로 4 

위， 2차 가공산업을 포함한 종합소득으로는 3위 작 

목으로성장하였다 . 

물론 이 시기에도 오미자 재배면적과 재배농가 

그리고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났는데 2004년에는 

무주를 제치고 오미자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 

였다. 이는지역 내에서 충분한오미자생산물량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오미자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 

장하는바탕이되었다. 

4.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역화 

본 장에서는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역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세계화된 농식품 상품사슬과 달 

29) 운경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작목의 이륨융 딴 공무원 조직이 생겼다 
30) 판계자 인터뷰 결과， 당시 문경시장，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계장 3인이 오미자옳 문경의 미래룡 이끌어갈 소득작목으로 
삼자는 의견용 냈다고 한다. 

31) 문경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10년 문경시 소득작목 순위는 1위 사파(전국순위로 문경 사과는 3위)， 2위 한우， 3위 쌀(벼)，-1 
위 오미자(전국순위로문경 오미지는 l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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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문경시 융연동멸 오미자 생산현황(2α8년 말) 

리 재배와 식품가공이 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농 

식품 상품사슬의 생산 및 공급체계가 지역 내에 형 

성되는 것을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역화’ 라고 정 

의하기로한다 기존사례연구의 ‘재지역화’가주 

로 지역 내 재배농가가 식품가공까지 하게 되는 현 

상을 일걷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어떤 지역의 

지역특산물 식품가공업에 재배농가와 신규업체가 

새로이 진입하거나 기존업체가 가공품목을 확장 

시키는 형태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품사슬의 지역화에 관련된 행위자의 번위를 넓 

게파악하기로한다. 

아래에서는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역화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소득작목 전환을 통해 벌어 

진 농식품， 특히 지역특산물 상품시슬의 변화와 

그 의미를 검토하고， 둘째 현재까지 형성된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특성을 산업구조적 특성과 사 

회조직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문 

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산업구조적 특성올 파악하 

기 위해서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에서 재배농가와 

지역 내 식품가공업체간의 연계구조를 지역 내 

-59-

‘짧I 

.... . 
‘ 

• n 

地X훌훌월톨 제57호 (2011.3) 

.. t 

.. ~ . 
"! ... 

、X

-. . 
t '깐 

c · e • f• 

κ 

.끼‘，) 
!’~ •• ι· crt'_'t 

、·‘*•• 헨II~/' 

' •• !' . .. • ,.iI. 

〈그립 하3) 문경지역 오미자 가공업체 분포(2010년 10월) 

식품가공업체의 오미자 원료 구매 여부와 구매방 

식올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문경 오미 

자 상품사슬과 관련된 사회조직들이 이 러한 산업 

구조적 특성올 형성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기로한다. 

1) 문경지역의 소득작목전환과그 의미 

(1) 문경지역의 소득작목 전환 : 잎담배에서 오미 

자로 

오미자가 재배되기 전 문경지역은 우리나라 

잎담배의 주산지 중하나였다. 잎담배는담배의 

원료로， 잎담배 재배는 한계농지와 여성화?노 

령화한 농촌노동력 둥 농촌지 역의 한계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의 재배 

가 어려운 산간오지나 저개발지역에 특화되었 

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 

작목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잎담배 재배 

는 농업부문 중 가장 노동집약적이만， 전매청 

혹은 전매공사의 수매로 잎담배 수매가격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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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격섣)으로 정해져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잎 

담배 재배는 법으로 규제:l.l)되었기 때문에 주산 

지의 공간적 이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잎담배의 재배면적， 재배농가 및 생산량 

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이 같은 감소현상은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자연감소와 담배의 과잉생산， 재고누적 및 

적자수출로 인한 담배 감산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담배산업 

의 구조적인 불황과 외국산 담배에 대한 국내시 

장의 개방 그리고 세계적인 금연 추세 등 담배산 

업을 둘러싼 환경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였고， 

1990년대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담배는 물론 

잎담배까지도 20%의 관세만 내면 얼마든지 수입 

이 가능하게 되어 경쟁이 심화되었다 무엇보다 

담배전매사업이 1987년 재정사업에서 공사체제 

로， 다시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되면서 잎담 

배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잎담배를 대 

체할 만한 소득작목의 전환을 꾀하였다. 

문경지역 역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 여성화， 

이농으로 인한 노동력의 절대부족 문제와 더불어 

잎담배 판로 확보의 어려웅으로 수익성이 떨어지 

면서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부터 잎담배 대체 

소득작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3년 문경지역에 야생으로 자생하던 작목 

인 오미자의 인공재배가 성공함에 따라， 다른 과수 

농사에 비해 노동력과 경 영비가 덜 들어가고 고령 

농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오미자로의 작목 전환이 

급속도로진행되었다. 

(2) 문경지역의 소득작목 전환이 갖는 의미 

이러한소득작목의 전환으로말미암아문경지역 

은 잎담배 주산지에서 오미자 주산지로 탈바꿈하 

게 되었다. 이러한현상은단순한소득작목의 변경 

이 아니라성격이 전혀 다른상품으로의 전환이어 

서 그에따라상품사슬의 형태와공간적 범위가달 

라지게되었다. 

그간 전매사업의 일환이었던 담배산업에서는 표 

준화되고 대중화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가공 

단계에서 원료인 잎담배의 지역적 특성을부각시 

킬 필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오미자산업에서 원료 

인 오미자는 특정 소비층을 겨냥하여 지 역적 특성 

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의 상품사슬구조와공간적 범위에도큰변화 

가발견된다. 

국가 전매사업인 담배산업의 경우는 〈그림 4-1) 

과 같이 ‘전국적인 범위의’ 상품사슬 형태로 여러 

잎담배 산지에서 원료를 수매하여 단일 제조공장 

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각 소비지로 판매가 이루 

어진다. 이러한상품사슬구조에서 잎담배는원료 

의 ‘양 으로만 평가되며 지 역과는 무관하게 된다. 

그러나 문경 오미자 산업의 경우는 재배와 가공 

이 문경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상품사슬의 공간적 

범위가 ‘국지화’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 

상품사슬에서 재배와 가공부문 간의 거리가 짧게 

32) 잎담배가 전매청(전매공사)에 의해 수매되었을 당시에는 원료 잎담배 값이 소비자들이 자불하는 제품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수매가격이나 수매물량이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33) 전매청에서는 잎담배 재배농가를 허가제 형식으로 지정하였다.1987년부터 전매청에서 전매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가 지 
정제로 바뀌었다. 재배농가의 지정은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공사에서 산지의 재배면적동향， 농가의 희망재배면적 및 잎담배 수 
급사정 등을 고려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총생산량과 재배면적을 결정한 후 지사별로 면적을 배정하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생산조합 단위로 재배면적이 배정되어 농가당 최종면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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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담배산업의 상품사슬과 공간적 범위 

형성되는 것은 원료의 ‘질’ 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지 역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와 같이 문경지역에서 주요 소득작목이 잎담 

배에서 오미자로 전환됨으로써 농식품 상품사슬 

의 지역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잎담배의 

주산지였을때와달리 지역 행위자들이 오미자상 

품사슬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역화를 

산업구조적 특성과 사회조직적 특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특성 

(1 )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산업구조적 특성 

@ 문경지역 내 식품가공업체의 오미자 원료 구매 여부 

아래에서는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특성 중 산 

업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재배농가(농업) 

와 가공업체(식품가공업) 간의 연계구조를 오미자 

원료 구매 여부와 오미자 구매경로 및 구매방식을 

통해검토하기로한다.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에서 가공업체와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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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문경 오미자 산업의 상품사슬과 공간적 범위 

간에중요한의미가있는것이 원료인오미자구입 

부분이다. 가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오미자를 지 

역 내에서 구입하느냐 지역 밖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상품사슬의 지역화 여부와그정도에 대한판 

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경지 역 내 인터뷰 대상 

가공업체들은 오미자 원료 전부를 문경지역 내에 

서 재배된것으로사용한다고응답하였다. 

“관내에서 재배된 거 팔아줘야죠. 우리 문경에서 

오미자가제일 많이 나기도 하고 질도 좋고， 게다 

가 근처에 재배농가들도 많고. 서로 상부상조 해야 

죠. 딴 데서도 오미자 재배하고 있는 건 알아요. 좀 

비싸더라도 질 좋은 결로 해야 해요. 질이 나쁜 오 

미자 쓰 면 레시피가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는 오 히 

려돈이더들어요" 

- p4社 대표(여， HB:) -

“중국산오미자가 아니고 품질에 현격한차이가 

없으면 타지 오미자 구매할 수도 있죠. 특히 인근 

상주가 친환경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상주 친 

환경 오 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아직 

까지는그냥관심이고. 별특이사항이없으면문경 



농식품산업의 지역화 

오미자를 구매해서 가공할거에요. 문경시 지원도 

받은 바있고 지역이 살아야회사도 살수있거든 

요. 그 렇게 생각해요" 

- P12社 대표(여， K民) -

정리해보면， 현재까지 문경지역 내 오미자 식품 

가공업체들은 전부 문경에서 재배된 오미자를 사 

용하고 있으며， 이는 산지와 품질 그리고 가격， 물 

량 면에서 타지:>1)에 비해 문경지역 오미자가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의 구매 계획에 대해서도문경 오미자구매에 상당 

히 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러한 경향은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오미자 구매경로 및 구매방식 

문경지역 내 식품가공업체들의 오미자 구매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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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문경지역 내 오미자 가공업체들의 

오미자구매경로 

확보해나가면서도 가공업체에 따라서는 수시로 

검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현 

재까지 가공업체들의 원료 사용 규모가 장기계약 

이나 계약재배를 필요로 할 만큼 크지 않은데 기인 

한다고풀이되며， 앞으로가공업체 사업규모의 확 

장에 따라 구매거래방식은 변화될 가능성이 커 보 

인다. 

(2)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사회조직적 특성 

@ 재배농가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여기서는 재배농가의 사회조직 중 지역에 기반 

하여 계속적인 성격이 강한작목반을중심으로살 

펴봄으로써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역화를 뒷 

받침하고 있는 사회조직적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 

다.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은 두 조직이다. 우선 동 

로면의 오미자 관행농가 작목반을 구성원으로 하 

는 ‘황장산오미자작목회’ 이고， 다른 하나는 문경 

지역 친환경인증 오미자 재배농가 전체를 구성원 

으로 하는 ‘친환경연합회’ 이다. 아래에서는 각 조 

직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한다. 

문경 오미자 관련 작목반은 1993년 야생 오미자 

이식재배시험이 실시되고 난 후 처음으로 조직되 

었으며 문경시 동로면을 거점으로 하였다. 

“1993년 문경시 동로면 일대에서 10농가가 처음 

는 건과의 경우 산동농협을 통해서 , 생과의 경우는 으로 인공재배를 시도하였고 이때 오미자작목반 

기존 거래 농가나 공장 인근 농가에서 주로 구매하 이 조직되었지. 냐는 2년 뒤인 1995년부터 오미자 

고 있다. 구매처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정 구매처를 재배를 시작했고" 

34)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미자 재배가 이루어지는 지역 중 생산자단체를 형성(작목반 기준)한 곳은 문경지역을 포함해 15군데 정도 
로 파악된다.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 예천군， 김천시， 영주시가 있고， 경남지역에서는 함양군， 거함이 있으며， 충청북도에는 
충주시와 단양군， 제천시，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전라북도에는 진안군， 무주군， 전라남도에서는 장수군，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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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산오미자작목회 회장(남， F民) -

현재 동로면에 조직된 작목반은 황장산오미자작 

목회 소속으로 각 마을(리)별로 편의상 237W'j)로 

나누어져 있다.동로면은문경지역오미자재배면 

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미자 재배가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태로， 작목반이 가장 많고 긴 

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동로면 외에도문경 

지역 내 읍· 면 ·동별로오미자작목반과 작목반 

의 모임인 작목회가 구성”되어 있다. 

문경 오미자 재배농가 조직 중 주목할 사회조직 

으로 황장산오미자작목회 외에 친환경엽합회가 

있다. 친환경연합회는 문경지역 친환경인증 오미 

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센의 조직으로 2010년 8월에 

설립되었다. 친환경연합회의 회원농가는 105호로 

현재 문경지역 오미자 농가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재배농가들 

이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규모 

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환경연합회의 지역범위는 관행농법을 실시하 

는 기존의 작목반(회)과 달리 문경지역 전체를 아 

우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동로면과 농암면 친환 

경 재배농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동로면에는 다 

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재배단체인 동로오미자연 

구회(22호)와 동로벌재오미자작목회 (20호)가 주도 

地理學論홉홉 제57호 (2011.3) 

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암면에서는 H民와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규모 재배단체인 청화산 

오미자연구회(7호)와 청화산오미자연구회2(9명) , 

개인생산자 R民가서로연결되어 있다. 

“문경에서는 내가제일 먼저오미자에 대해 친환 

경인증을 받았어. 우리 농암면에 있는 청화산오미 

자연구회와 청화산오미자연구회2 둘 다 내가 조직 

한 거야. 내가 15년 동안 연구한 친환경비료나 친 

환경농법을 전수하고 있어.R民는 나와 오랫동안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오랜 친구고， 5民는 개인인 

데 특별히 나와는 관계가 없지" 

-문경시 농암면 친환경 재배농가(남， H民) -

농암면의 H民 개인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친환경 재배단체와 동로면의 대규모 친환경 재배 

단체가강력한구심점 역할을해 지역 전체를아우 

르는 친환경 연합회를 조직해 낼 수 있었다. 

작목반들은 일반적으로 작목별 · 지역별로 조직 

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 출하 

를통해 농촌의 소득을높이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일종의 산하조직으로， 농법 연구 및 

전수， 시설 설치，농기계 공동사용등의 활동을하 

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황장산오미자작목회와 친 

환경연합회는 이러한 일반적인 작목반 활동 외에 

35) 동로면에 조직되어 있는 오미자작목반은 총 장개-마광리， 인곡1랴， 인곡2리， 수평1 리， 수평2리， 간송1 리， 간송2리， 석항1리， 석항 
2리， 석항3리， 노은1 리， 노은2리A ， 노은2리B ， 노은3리A ， 노은3리B ， 적성1리A， 적성1리B ， 적성2리A， 적성2리B ， 적성3리， 생달1 
리， 생달2리， 명전리-황장산오미자작목회 소속으로 되어있다 

36) 동로면외에문경지역에조직되어 있는오미자작목반·작목회로는문경새재친환경오미자연구회，가은오미자작목회，산북오미 
자작목회，마성오미자작목회，청화산오미자작목회，점촌오미자작목회가있다. 

37) 본 논문에서는 정부공식통계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자료를 기초로 분석하기 위해，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농가 
전체가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혹은 친환경인증 대리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단체 혹은 개인만을 문경오미자 친 
환경농가로 분류하기로 한다. 2010년 10월 5일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시스템에 둥록된 경상북도 문경시의 
친환경 오미자 인증 건수는 총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 자격은 197TI호， 단체 자격은 11개(소속 오미자 재배농가는 86 
호)가 확인되고 있어 105호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셈이다._http://www.enviagro.go.kr/ 및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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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미자 가 

격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경지역에서 관행농법에 의해 생산되는오미자 

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농협을 통한 공동 

출하 및 공동계산을 실시3H)하고 있다. 즉 지역농협 

이 조합원의 생산물을 수매해줌으로써 오미자 판 

로가확보되고 있다. 문경지역에서 오미자수매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산동농협 동로지점이 

다. 산동농협 동로지점이 문경지역 전체에서 생산 

되는 오미자를 모두 수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협에 의한오미자수매가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오미자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고가격을선도하는결과를낳게 되었다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오미자 수매가 의무적 

인 것은 아니지요. 조합원들 생산물을 팔아줌으로 

써 판로를 확보해주는 겁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건 

과를 주로 수매하는데， 농가에서 오미자를 건조시 

켜서 갖다 줍니다. 생과는 유통수수료를 징수하구 

요. 수매대상지역은 주로 동로면입니다. 사실 동로 

변에서 생산되는 것도 다 수매해주지는 못해요. 문 

경 오미자는 수매를 통한 도매기능이 있어 가격이 

저렴해요. 다른지역과의가격비교가 타지역소 

매71' 대 ‘문경오미자도매자，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거에요. 실제 소매가는 도매가보다 10-20% 

정도높게형성되죠. 

-산동농협 오미자 수매담당자(남， G民) -

문경의 오미자 가격결정 구조는 건과(건오미 

자)와 생과(생오미자)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 건과 

의 경우 산동농협 에서 직접 수매하고 있는데 산동 

농협과 오미자작목반이 전국 주요시장을 조사하 

여결정하고있다. 

“수매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전국을 답사하고 있 

어요. 매년 예상수확량과 가격실사를 같이 진행하 

고 있지. 어디를 주로 가느냐하면， 경북 영천의 종 

합유통센터， 국내 유일의 약초 경매시장이 있는 대 

구 약령시， 충북 제천， 서울 경동시장을 다 둘러 본 

다구. 그리고 건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산오 

미자 가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워낙 싸니 

까" 

-황장산오미자작목회 회장(남， F民) -

한편 오미자 수확 시기에 출하되는 생과의 경우 

에는 수확 시기 전인 매년 8월경에 산동농협과 작 

목반 대표들이 협의하여 수매가격을 정하고 농협 

은 유통수수료만을 징수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과는 건과와 달리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수확 시기 전에 문경지역에서 결정승}는 생과 

수매가격이 우리나라 전체 오미자 생과 가격을 선 

도하는 역할， 즉 도매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 럼 문경 오미자의 수매가격 결정구조를 놓 

고 볼 때， 그 중심주체는 산동농협(수매자)과 생산 

자 단체인 작목반(판매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미 

자를 구입하는 상인들이나 가공업체들도 때에 따 

라 참여하고 있논데， 초청을 받을 경우에만 개인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38) “ ‘황장산오미자작목반’ (문경산동농협)은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 공동계산 및 우수농산물인증(GAP)획득 둥 오미자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각종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매일신문 2008년 2월 20일자 기사 
‘도내 농협 3개 작목반 협동조직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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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는 산동농협과 동로면에 있는 작목 

반 반장들， 그리고 매년 생오미자를 20톤 이상구 

매하는 여닮 명 정도의 상인이 4-5시간 동안 협의 

하여 결정했지. 그런데 올해(2010년)에는 작목반 

반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상인들에게 수매 

가격을통보했어요" 

-황장산오미자작목회 회장(남， F씨) -

“수매가격은 산동농협 동로지점과 동로면 황장 

산오미자작목회， 그 산하 작목반 반장들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가공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요. 옵서버 

같은 거에요. 농가에서 생산한 거 우리(산동농협) 

가 사는 거잖아요. 그쪽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부 

르기는하는데" 

-산동농협 오미자 수매담당(남， G民) -

한편， 친환경인증 오미자를 생산하는 재배농가 

들의 경우에는 친환경인증 오미자 재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나 수확량이 많지 않고 산동농협이 관행농법으로 

재배되는 오미자만을 수매해주고 있어서 2009년 

까지 판로를 독자적으로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따 

라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겪을경우종종가격이 

불안정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2010년에 친환경연합회를 만들어 친환 

경인증분류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농약 

인증 오미자 가격을 합의 하에 결정하기 시작하였 

다. 

“올해(2010년) 8월에 결성한 친환경연합회에서 

는 무농약 건과와 생과 가격을 모두 정했어요. 무 

地理學論흙 제57호 (2011.3) 

유기농(전환기)이라 스스로 정했어. 알다시피 유 

기농은 우리 지역에 2가구 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 

아서 정해야지. 그래서 생과가격을뺑당 13，000원 

으로 정했는데， 소비자들이 불평을 안 해. 품질을 

인정한다는거지" 

-문경시 농암면 친환경 재배농가(남， H民) -

@ 가공업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탄탄하게 조직된 재배농가의 조직과 달리， 문경 

오미자 가공업체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대표조직 

이 현재 부재한 상태이다. 인터뷰 결과， 조직의 필 

요성을 역설한 업체들도 있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 

는 반응을 보인 업체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딱히모일 것도 없고， 만나서 뭐해" 

- P2社 대표(남， N民) -

“우리 문경 오미자 가공업체들도 조직체를 만들 

어야 해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여기저기 우리 의 

견도 전달할 수 있고. 하다못해 가공업체를 관리하 

는 조직이라도 있어야지" 

- P8 대표(남， K民) -

이와 같이 문경 오미자 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조 

직이 없기 때문에 오미자 가격을 결정하는데 별다 

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조 

직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오미자 수매가격 결정에 

참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가공업체가 참관조 

차하지옷하게되었다. 

농약인증이 기준이지. 제일 많으니까. 올해는 무농 “올해엔 (가공업체) 안 불렀어.2009년까지는 산 

약 생과가격을 뼈당 10，000원으로 정했어. 나는 통농협과동로면작목반반장들， 생오미자 20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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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매하는 상인들 한 여닮 명이 모여서 4-5시간 

협의를 했지. 올해엔 작목반 반장들이 협의해서 결 

정하고， 그러고 나서 상인들한테 수매가격을 제시 

하고 통보했어. 일방적으로 통보했지. 그동안수매 

가격이 너무 낮았거든. 올해 서리 피해도 있고 최 

근 비가 계속 와서 오미자 생산량이 떨어져서 ... 수 

매가격올라갔지" 

-황장산오미자작목회 회장(남， F民) -

따라서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 상에서 가공업체 

조직은 재배농가와 달리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인 

사회조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러한 점은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 

의 지역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다. 왜냐하면 원료 오미자 가격 이 가공 

업체의 예상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 가공 

업체의 원료 구매가 문경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결론 

농식품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증산을 목표로 규모화 ·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 

고， 소수의 다국적기업으로 식품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 

되고 있는데， 지역 소농들의 소득기반붕괴， 소수 

의 다국적 식품기업으로의 시장집중，다양한환경 

문제와 생태적 위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공 

포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농 

촌 낙후지역의 발전전략으로 그간의 외생적 발전 

전략이 한계를 보이게 됨으로써 그 대안으로 내생 

적 발전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농식품의 ‘질’ 을 중시하여 지역특산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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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지 역 내에 재배와 가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화가 진행됨으로써 지역 소농들과 소기업들 

의 소득기반을 만들어내고 지역발전이 내생적으 

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는 이러한 현상을 ‘재지역화’ 라고 명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사슬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화된 농식품 상품사슬과 

대비되는농식품상품사슬의 지역화의 특성을도 

출해냈다. 이를 위해 문경지역을 연구지역으로 하 

여 1990년대 초 문경 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채 

택된 오미자를 중심으로 오미자 상품사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문경지역 주요 소득작목이 잎담배에서 오 

미자로 전환됨으로써 국가 전매사업으로 지 역과 

무관한 잎담배 상품사슬이 지 역화된 오미자 상품 

사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지역화된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경제적 

측면을 산업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경지역 내 재배농가와 식품가공업체간의 오미 

자 원료 구매 여부， 구매경로， 구매방식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문경지역 내 식품가 

공업체는원료오미자를전량지역 내에서 구매하 

고 있고， 그 원료 구매경로는 재배와 가공을 겸하 

는 경우가 아닌 경우 지역농협인 산동농협， 업체 

인근의 재배농가， 영농법인， 고정적인 구매처 순 

이며， 구매방식은 수시거래와 계약재배의 중간단 

계라고 할 수 있는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장기거래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이어 지역화된 농식품 

상품사슬의 경제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사회조직 

을 재배부문의 사회조직과 가공부문의 사회조직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행농가로 구성된 



‘황장산오미자작목회’ 와 친환경농가로 구성된 

‘친환경연합회’ 는 각기 오미자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협의한 오미자 

가격이 전국오미자가격을선도하는 역할을하고 

있었다. 반면 가공부문은 아직 공식적인 조직이 

없어 이러한 가격결정 과정에 의미 있는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 

을 밝혀냈다. 이는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역 

화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 

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특산물 관련 

사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지역특산물 재배-가공의 연계보다 

는 지역특산물 재배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더 힘 

을 쏟으면서 지역특산물 산업의 내실화나 지역발 

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경의 

사례는 잎담배 에서 오미자로의 소득작목 전환과 

오미자 주산지로의 성장 이후 재배-가공의 연계가 

비교적 탄탄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역화가 완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 

이 있다. 문경 오미자 상품사슬의 지 역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원료 가격 결정구 

조에서 가공부문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앞 

으로 가격 결정구조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식품 

상품사슬의 지역화에 대해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접근함으로써 지 역특산물과 관련된 농식품 산업 

화 및 이를 위한 정책적 활용에 함의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농촌 낙후지역의 발전전략으 

로 활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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